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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실험 계획법을 활용하여 세라마이드가 고함량으로 함유된 수화 액정형 베시클의 입자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 혼합물 조성의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베시클 입자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제조 온도, 에탄올 양, 초음파 시간을 각각 정하고, 다구찌 방법의 S/N비 산출과 ANOVA 분
석을 통해, 이들 변수들이 입자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혼합물 실험 계획법의 심플렉스 
중심 설계에 따라, 베시클 막을 구성하는 세 지질 성분, 인지질(HPC), 콜레스테롤(Chol), 세라마이드(Cer)
의 혼합 조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식을 구하고, 
베시클 입자 사이즈를 최소로 만들기 위한 세 지질 성분의 최적 혼합 조성은 HPC(0.6), Chol(0.1), 
Cer(0.3)으로 구해졌다. 

주제어 : 세라마이드, 수화 액정형 베시클, 실험계획법, 다구찌 방법, ANOVA 분석

  Abstract : Using the design of experiment (DO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le size of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s containing a high content of ceramide were analyzed and the mixture 
composition was optimized.  Manufacturing temperature, amount of ethanol, and ultrasonic time were 
selected as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droplet size of the vesicles, and the effect of these variables 
on the droplet size was examined through the signal to noise (S/N) ratios of Taguchi method and 
ANOVA analysis. In addition, mixture composition experiments of three lipid components constituting 
the vesicle membrane, hydrogenated phosphatidyl choline (HPC), cholesterol (Chol), and cer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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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simplex central design matrix of the mixtur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experimental data to obtain a model equation, and the optimal 
mixing composition of the three lipid components to minimize the vesicle droplet size was determined 
as HPC (0.6), Chol (0.1), and Cer (0.3).

Keywords : Ceramide,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 Design of experiment, Taguchi method, 
ANOVA analysis

1. 서 론
  
  피부의 맨 바깥층은 각질세포와 세포 사이의 
지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지질층은 세라마
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기타 중성지질 등으로 
구성되어 리멜라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세라마이
드는 지질층 구성 성분 중 대략 30-40%의 중량 
비율을 차지하는데[1], 세라마이드는 지질층의 라
멜라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 경피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물질의 피부 침투를 막는 등 피부 장
벽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3]. 피부 노화가 진행되거나 유
전적 요인에 의해 피부 내 세라마이드 양이 감소
하면, 피부 보호 장벽기능이 약화되면서 자외선이
나 화학물질 등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각질세포 
박리, 피부 내 수분량 감소,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 여러 피부질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4,5]. 
  세라마이드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증상
들은 피부 내부에 세라마이드를 충분히 공급함으
로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세라마이드
는 분자 간에 수소 결합 및 반데르발스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 결정성
이 강한 난용성 물질로, 제형으로 만들기가 어렵
고 제형의 장기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일
으킨다[6,7]. 따라서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세라
마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극히 제한적으
로, 전체 제형의 1 % 미만으로 소량만이 사용되
고 있다. 
  세라마이드가 인지질과 상호 회합형 공동 구조
체(mutual assembled co-structant) 형성이 가능
한 점을 착안해서[8], 본 연구진은 co-surfactant
를 도입하여 세라마이드를 고함량으로 함유하는 
수화 액정형 베시클 개발을 시도하였다[9]. 세라
마이드 고함량의 수화 액정형 베시클이 피부 침
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피부 맨 바깥층의 각질 

세포 사이의 좁은 틈을 통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베시클이 나노 사이즈로 아주 
작게 만들어져야 한다. 베시클의 입자 사이즈는 
베시클을 구성하는 성분의 조성이나 제조 조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시
클 입자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 베시클 입자 사이즈를 작게 만들기 위한 막 
구성 성분의 최적 조성을 구하기 위하여, 다구찌 
분석과 혼합물 실험 계획법을 실시하였다. 
  다구찌 분석법은 직교 배열표(table of 
orthogonal array)를 사용한 일부 실시법을 통해 
실험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손실함수(loss 
function)와 신호 대 잡음비(S/N비)를 도입하여 
어떤 특성에 영향력이 강한 인자들을 파악하는 
수단을 제공한다[10,11]. 본 연구에서는 S/N비 
뿐만 아니라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석
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특정 신뢰 수준에서 오차
의 추정치와 평균 제곱을 비교하였다. 또한 혼합
물 실험 계획법에 따른 실험 설계로 혼합물 조성 
별 베시클 특성, 즉 입자 사이즈의 변화를 살펴
보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혼합물 조성과 베시클 입자 사이즈 
간 관계 분석 및 베시클 막 성분 조성의 최적화
를 시도하였다.  

2. 실 험

  베시클 막 주성분으로 사용된 인지질은 
phosphatidyl choline 성분이 95% 이상인 
Emulmetik 950 (hydrogenated phophatidyl 
choline, 이하 HPC로 표기)이며 Lucas Meyer사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라마이드는 ceramide 
NP 성분인 두산 솔루스의 DS-Ceramide Y30 제
품(Cer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Sodium 
deoxycholate(SDOC로 표기),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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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30 HC45

HPC 0.60 0.60

Cholesterol 0.10 0.10

Ceramide NP 0.30 0.45

Ethanol 0.60 (or 1.20, 1.80)

HCO 60 0.09

SDOC 0.01

D.W. up to 20.00

Table 1. Formulation of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s containing ceramide

(cholesterol, Chol로 표기)은 모두 Sigma–
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상품명 HCO 
60로 표기)는 일본 Nikkol사 제품을,  에탄올은 
㈜대정화금(한국)의 순도 99.5%의 제품을 각각 
사용하였다.
  수화 액정형 베시클 제조를 위한 각각의 조성
은 Table 1과 같다. 베시클 분산액 전체는 20g 
기준으로 만들고, 세라마이드 함량만 0.30 g(전체
대비 1.5%), 0.45 g(2.25%)으로 달리하여, 
HC30, HC45 두 종류의 베시클을 만들었다. 세
라마이드와 함께 베시클 막을 구성하는 지질 혼
합물로 HPC와 콜레스테롤이 각각 0.6, 0.1g씩 
혼합되고, 이들 외에도 베시클이 나노 사이즈로 
안정하게 잘 형성되어 분산될 수 있도록 SDOC 
0.01 g, HCO 60 0.09 g 이 첨가된다. 수화 액
정형 베시클은 수화과정을 통해 lyotropic 라멜라 
액정 배열을 유도한 후, 액정을 rotational 
isomerization 상태에서 물 속에 분산시키는 비교
적 간단한 2단계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12], 제
조 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
였다. 
  HPC,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SDOC, HCO 
60을 정량하여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에탄
올을 첨가한다. 55 ℃ 이상의 고온의 항온조에서 
상기 혼합물을 에탄올에 완전히 용해시켜 투명한 
졸(sol) 상태의 용액을 만든다. 투명한 용액에 증
류수 1 g을 넣고 교반을 시키면, 투명하였던 졸 
용액은 유백색의 수화 액정상(liquid crystalline 
phase)이 형성되면서 겔(gel)과 같은 점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액정 상에 정량송액 펌프를 이용하
여 나머지 증류수를 서서히 첨가하면서 교반을 
통해 전단력을 가하면, 수화 액정상이 구형의 베
시클 입자 형태로 물속에 분산되면서 콜로이드 

용액이 만들어진다. 베시클 분산 용액을 바이알 
병에 옮겨 담은 후, 베시클 입자를 더 작고 균일
한 사이즈로 만들기 위하여 최소 1분 이상 동안 
초음파를 가하고 이를 상온에서 서서히 식혀서 
수화 액정형 베시클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혼합물 조성 최적화 실험에서는 혼합물 실험 
설계법에 따른 지질 혼합물 3 성분간 조성만을 
달리하고, 지질 외 나머지 성분인 에탄올은 0.6 
g, SDOC, HCO 60 등은 앞서 조성 비율 그대
로 혼합하였다. 제조된 수화 액정형 베시클의 형
태는 cryo-TEM (Tecnai F20, FEI Tech.사)으로 
관찰하고, 입자 크기는 레이저광의 동적 산란을 
이용하여 입자 사이즈를 분석하는 입도분석기
(ELSZ-2000, Otsuka Elec.사)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조 조건에 대한 다구찌 분석

  제조 조건이 베시클의 입자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 온도(A), 에탄올 양
(B), 초음파 처리 시간(C) 등 3가지 조건을 실험 
인자로, 베시클 입자 사이즈를 특성치로 각각 선
정하였다.  3가지 조건의 실험 인자에 대한 수준 
값은 3으로 Table 2와 같이 선정하였다. 3가지 
실험 인자는 사전 실험을 통해서 베시클 입자 사
이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조건들
을 선택하였고, 각 인자들의 수준 값 역시 실험
에서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의 값들을 선택하여 
결정하였다. 지질 혼합물을 용해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55℃ 이상의 온도와 0.6 g 이상의 에탄올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온도와 에탄올 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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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actor Symbol
Level of factor

1 2 3

temperature (℃) A 55 65 75

ethanol (g) B 0.6 1.2 1.8

sonication time (min) C 1 2 4 

Table 2. Design factors and levels for analysis

Table 3. Particle size and S/N ratio of vesicles with different process conditions  

Exp 

No.

Process condition Particle size (nm) S/N ratio  

A B C Error HC30 HC45 HC30 HC45

1 1 1 1 1 153.2 540.5 -43.71 -54.66

2 1 2 2 2 137.5 377.3 -42.77 -51.53

3 1 3 3 3 116.7 423.0 -41.34 -52.53

4 2 1 2 3 110.5 216.1 -40.87 -46.69

5 2 2 3 1 101.8 161.1 -40.15 -44.14

6 2 3 1 2 109.0 155.2 -40.75 -43.82

7 3 1 3 2 106.6 187.7 -40.56 -45.47

8 3 2 1 3 117.2 191.1 -41.38 -45.63

9 3 3 2 1 109.4 150.4 -40.78 -43.54

Table 4. Mean value of S/N ratio of each process condition at level 1, 2 and 3

HC30 HC45

A B C A B C

Level 1 -42.60 -41.71 -41.94 -52.91 -48.94 -48.03

Level 2 -40.59 -41.43 -41.47 -44.88 -47.10 -47.26

Level 3 -40.90 -40.96 -40.68 -44.88 -46.63 -47.38

Delta 2.01 0.75 1.26 8.02 2.31 0.78

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3 수준을 정했다. 초음파 
시간은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적용되는 시간 
1분을 기준으로 배수 별 3 수준을 결정하였다. 
  Table 3은 L9(34)형 직교 배열표에 따라 9가지
의 실험 조건에서 베시클을 각각 제조한 후, 각 
실험조건 에서 만들어진 HC30, HC45 베시클의 
입자 사이즈, 그리고 S/N비 값을 나타내었다. 베
시클 입자는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
므로, S/N비 값은 망소 특성을 나타내는 아래 식
으로 계산되었다. 
      log  ,   

    ,   측정된 베시클 입자 사이즈 

  실험조건을 달리하여 얻어진 9개의 S/N비 값
에 대하여, 배치된 각 인자들의 1,2,3 수준 별 분
리를 하고 난 후, 각 수준 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각 인자 별 3가지 수준의 평균값 간 최대 
최소 차이(delta)를 정리해서 Table 4 에 나타내
었다. Table 4의 결과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린 
것이 Fig. 1이다. Table 4에서 각 인자의 1, 2, 3 
수준 간 delta 값을 비교해 보면, HC30와 HC45 
모두에서 A 인자의 delta 값이 B, C 인자들에 비
해 가장 크게 나타나고, HC30보다 HC45에서 A
의 delta 값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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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condition

HC30 HC45
F0.05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0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0

A 7.04 2 3.52 38.01 128.75 2 64.38 46.78

19 
B 0.87 2 0.43 4.69 8.94 2 4.47 3.25

C 2.43 2 1.22 13.12 1.04 2 0.52 0.38

error E 0.19 2 0.09 2.75 2 1.38

Table 5. ANOVA analysis with S/N ratio 

            

(a) 

(b) 
Fig. 1. Mean S/N ratio plot for vesicle particle 

size (a) HC30 (b) HC45. 

  이는 베시클을 제조할 때 입자 사이즈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주요 인자는 제조 온도이
고, 세라마이드의 함량이 많은 HC45 베시클은 

온도에 더욱 민감하게 의존해서 입자 사이즈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수준의 온도
보다 2 수준 온도에서 S/N 비 값이 크게 향상되
지만 2 수준과 3 수준 온도 간에는 S/N비 값이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베시클을 
제조할 때, 55℃의 온도는 너무 낮고 65℃ 이상
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 이상으로 온도를 
더 높인다고 해도 입자 사이즈에 큰 변화는 생기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 인자에 비해 delta 값이 작게 나온 B, C 인
자는 HC30과 HC45에서 각각 다른 순위의 크기
로 나타났다. HC30에서는 B 인자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HC45에서는 C 인자가 가장 작게 나타
났다. 두 베시클 간 B, C 인자의 영향력 순위가 
다르게 나옴에 따라, A, B, C 각 인자의 S/N비 
값이 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S/N비 값에 대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ANOVA 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
로, HC30, HC45 모두에서 F0.05 = 19보다 높은 
F0 값을 갖는 A 인자는 입자 사이즈에 영향을 주
는 변수로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B, C 인자는 모두  F0 < F0.05 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신뢰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B, C 인자의 수준별 S/N 
비 delta 값으로부터 두 인자 간 영향력 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결론
적으로, 베시클을 만들 때 제조 온도가 입자 사
이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다구찌
의 S/N비 분석과 S/N비 값의 분산 분석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서 에탄올 양, 초
음파 처리 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입자 사이즈에 
대한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오차 범위 내의 인
자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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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F p R2(%)
Equation on terms of pseudo 

composition

Regression 63.16 0.000

98.06
Y = 999XA + 1152XB + 5188XC – 

10454XAXC - 9411XBXC

Linear 44.86 0.001

Quadratic 13.84 0.009

XAXC 15.38 0.011

XBXC 12.46 0.017

 ( XA : HPC,  XB : Chol,  XC : Cer )

Table 7. Analysis of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vesicle size

Std 
No.

Run 
No.

Point 
Type

Block
HPC
(A)

Chol
(B)

Cer
(C)

vesicle size
(Y)

5 1 2 1 0.50 0.10 0.40 234.2

6 2 2 1 0.40 0.20 0.40 285.4

1 3 1 1 0.60 0.10 0.30 110.3

3 4 1 1 0.40 0.10 0.50 549.1

8 5 -1 1 0.53 0.13 0.33 150.0

10 6 -1 1 0.43 0.13 0.43 320.1

7 7 0 1 0.47 0.17 0.37 158.8

4 8 2 1 0.50 0.20 0.30 137.3

9 9 -1 1 0.43 0.23 0.33 217.7

2 10 1 1 0.40 0.30 0.30 197.7

Table 6. Design matrix for the mixture experiment

3.2. 혼합물 조성 최적화

  앞서 3.1에서의 다구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 사이즈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제조 온
도는 65℃로 유지하고, 영향력이 적은 에탄올 양
은 0.6g, 초음파 처리 시간은 2분으로 각각 고정
한 후, 베시클 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들의 혼
합 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화 액정형 베시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HPC가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고, 세라마이드를 함유하는 
베시클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세
라마이드가 HPC와 함께 혼합 성분으로 구성된
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은 베시클의 막의 팽윤
을 막아서 베시클의 장기간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요 역활을 하기 때문에[13,14],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세 가지 지질 성분이 베시클 막을 구성하
게 된다. 세 가지 지질 성분의 혼합 비율은 사전 
실험을 통해 베시클 형성 가능 여부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혼합이 이
루어진다. HPC(A)는 0.4-0.6, Chol(B)은 
0.1-0.3, Cer(C)은 0.3-0.5의 제한된 범위에서 
혼합이 이루어지고, 각 성분의 혼합 비율의 합은 
      을 만족해야 한다.  

  혼합 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혼합 조성의 제
한된 범위를 MINITAB에 입력하여 Table 6과 
같이 제시된 10개의 RUN을 따라 실험을 실시하
였다. 이들 실험 별 각 조성에서 형성된 베시클
의 입자 사이즈를 반응변수 Y로 정하였다. Table 
6에서 Point Type의 –1은 축점, 0은 중앙점, 1
은 꼭지점, 2는 2중 혼합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플렉스 중심 설계에 중심점이 추가된 실험이 
설계되었다. 혼합물 실험 설계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 후, 얻어진 실험 데이타 값인 입자 사이
즈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7
에 나타내었다. 처음 회귀분석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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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 of mixture composition on vesicle size (a) response surface plot (b) response 

optimization plot for minimum vesicle size.  

회귀계수 p값이 유의하지 않아 이를 교락시킨 
후, 다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선
형과 2차 모형의 유의확률이 p<0.05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계수 값은 R2 = 
98.06%로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식을 얻을 수 있
었다. 
  Fig. 2는 회귀 분석으로 얻은 식을 사용하여 
혼합물 각 성분의 조성 비율에 따른 베시클 입자 
사이즈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a)의 반응 
표면도를 보면, 세라마이드(C)의 조성이 제한 범
위의 최고치인 0.5에 가까워질수록 입자 사이즈

가 최대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b)의 최적화 그
림에서  ,   ,   가 혼합

물의 최적 비율로 제시되었다. 혼합물 각 성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HPC는 최대 비율, 콜레스
테롤과 세라마이드는 최소비율로 각각 혼합했을 
때 베시클 입자 사이즈가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혼합물 최적 비율에서 예상되
는 베시클 입자 사이즈는 Y = 106.723(nm)이고 
만족도(D)는 0.9925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식으
로부터 구해지는 예측치는, 혼합물 최적 비율로 
실시되었던 Table 6의 Run No. 3 실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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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110.3 nm와 5% 이내의 오차 범위 내 값
을 갖는다. 
  콜레스테롤과 세라마이드는 HPC의 규칙적인 
액정 배열을 방해하는 일종의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자배열
이 서로 얽혀진 이중층(interdigited bilayer)을 많
이 형성하기 때문에 베시클 입자 사이즈가 커지
게 된다[15,16]. 콜레스테롤보다는 세라마이드의 
비율증가에 따른 입자 사이즈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세라마이드 혼합이 베시클 입자 사이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은 지질 혼합물 최적 비율로 만들어진 수화 액정
형 베시클의 모습을 cryo-TEM을 사용하여 살펴
본 사진으로, 100 nm 내외 크기의 구형의 베시
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Cryo-TEM image of the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 made at the optimal 
composition of lipid mixtu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계획법을 적용하여, 세라
마이드를 고함량으로 함유하는 수화 액정형 베시
클 제조의 최적 설계를 시도하였다. 먼저 다구찌 
S/N 비 산출과 분산 분석을 통해, 제조 조건이 
베시클 입자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조 조건 중에서 온도는 관찰이 진행된 실험 범
위 내에서 베시클 입자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큰 반면, 에탄올 양이나 초음파 시간은 그다
지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조 조건을 고정한 후, 베시클 막을 구성하는 지

질 혼합물의 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혼합물 실
험설계를 따라 실험을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모델식을 구했다. 지질 혼합물의 최적 조성은 
HPC 0.6 콜레스테롤 0.1 세라마이드 0.3으로 제
시되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이나 세라마이드가 각
각의 혼합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혼합이 
될 때, 베시클 입자 사이즈가 가장 작게 만들어
짐을 알 수가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1년 동덕여자 대학교 학술연구

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References 

 1. E. Kahraman, M. Kaykın, H. Ş. Bektay, 
S. Güngör, “Recent advances on topical 
application of ceramides to restore barrier 
function of skin”, Cosmetics, Vol. 6, pp. 
52-63, (2019).

 2. M. Aoki, K. Ogai, M. Kobayashi, T. 
Minematsu, T. Nakatani, M. Okuwa, H. 
Sanada, J. Sugama, “Comparison of 
ceramide retention in the stratum corneum 
between dry skin and normal skin using 
animal model with fluorescent imaging 
method”. Skin Res. Technol. Vol. 25, pp. 
158–164, (1999). 

 3. A. L. S. Chang, S. C. Chen, L. Osterberg, 
S. Brandt, E.C. Von Grote, M. H. 
Meckfessel, “A daily skincare regimen with 
a unique ceramide and filaggrin 
formulation rapidly improves chronic 
xerosis, pruritus,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Geriatr. Nurs. Vol. 39, pp. 
24–28, (2018). 

 4. A.W. Fulmer, G. J. Kramer, “Stratum 
corneum lipid abnormalities in surfactant 
induced dry scaly skin”, J. Invest. Derm. 
Vol. 86, pp. 598-602, (1986). 

 5. R. A. Tupker, J. Pinnagoda, P. J. 



Vol. 39 No. 5 (2022) 실험 계획법을 적용한 세라마이드 고함량의 수화 액정형 베시클의 최적설계   9

- 631 -

Coenraads, J. P. Nater, “Susceptibility to 
irritants: role of barrier function, skin 
dryness and history of atopic dermatitis”, 
Brit. J. of Derm, Vol. 123, pp. 199-205, 
(1990).

 6. A. Nakaune-Iijima, A. Sugishima, G. 
Omura,, H. Kitaoka, T. Tashiro, S. 
Kageyama, I. Hatta, “Topical treatments 
with acylceramide dispersions restored 
stratum corneum lipid lamellar structures 
in a reconstructed human epidermis 
model”. Chem. Phys. Lipids, Vol. 215, pp. 
56–62, (2018). 

 7. Z. Nemes, P.M. Steinert, “Bricks and 
mortar of the epidermal barrier”. Exp. 
Mol. Med., Vol. 31, pp. 5–19, (1999).

 8. S. Guo, M. Song, X. He, F. Yang, Y. 
Cao, M. Rogers, Y. Lan, “ Water-induced 
self-assembly of mixed gelator system 
(ceramide and lecithin) for edible oil 
structuring”, Food Funct., Vol. 10, pp. 
3923-3933, (2019). 

 9. M. S. Park, B. S. Jin, “Preparation of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s 
containing  high content of ceramide using 
a solubilizer”, Appl. Chem.. Eng., Vol. 32, 
No. 5, pp. 541-546, (2021). 

10. G. Taguchi, M. S. Phadke, Quality 

Engineering through Design Optimization, 

pp. 77-96, Springer, (1989).

11. S. R. Rao, G. Padmanabhan, “Application 
of Taguchi methods and ANOVA in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s for 
metal removal rate in electrochemical 
machining of Al/5%SiC composites”, Int J 
Eng Res Appl., Vol. 2, pp. 192-197, 
(2012).

12. S. Y. Lee, Y. M. Lim,  B. S. Jin, “Effects 
of edge activator on the droplet size and 
skin permeation of hydrated liquid 
crystalline vesicles”. Appl. Chem.. Eng., 
Vol. 28, No. 6, pp. 679-684, (2017).

13. S. Vemuri, C. T. Rhodes,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iposomes as therapeutic 
delivery systems: A review”. Pharmaceutica 
Acta Helvetiae. Vol. 70, pp. 95-111, 
(1995).

14. D. Marsh, I. Smith, “Headgroup 
conformation and lipid-cholesterol 
association in phosphatidylcholine vesicles”, 
Biochim. Biophys. Acta, Vol. 298, pp. 133
–144, (1973). 

15. S. N. Pinto, L. C. Silva, A. H. Futerman, 
M. Prieto, “Effect of ceramide structure on 
membrane biophysical properties: The role 
of acyl chain length and unsaturation”, 
Biochim. Biophys. Acta, Vol. 1808, No. 
11, pp. 2753-2760, (2011). 

16. H. Komatsu, E. S. Rowe, “Effect of 
cholesterol on the ethanol-induced 
interdigitated gel phase in phospha- 
tidylcholine : use of fluorophore pyrene- 
labeled phosphatidylcholine”, Biochemistry, 
Vol. 30, No. 9, pp. 2463–2470, (1991).


